커피원두 이외의 제품을 절대로 분쇄하지 마십시오.
이미 분쇄가 된 원두를 호퍼안에 담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그라인더의 어떠한 사항도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조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미지가 발생할 경우 말코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습기가 있거나 평평하지 못한곳이나 젖은 장소에서 사용을 금합니다.
그라인더가 회전하는 동안 손가락이나 다른 물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케이블에 손상이 있을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케이블, 플러그, 손가락 보호장치 등 각 부분에 손상이나 결함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라인딩 시간은 최대 40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사용 후에 30-40분 정도 쿨링 다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기를 분해하기 전원이 꺼졌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2. Technical data
모델명: EK43, EKK43
전압: 230V/50HZ
회전수: @50Hz: 1420RPM
@60Hz: 1640RPM
소음 정도
공회전: 60dB
작동시: 87dB

그라인더의 최대 작동 허용시간: 40분
크기: (EK43)W230 X D410 X H770
(EKK43)W230 X D590 X H770
무게: (EK43)24kg
(EKK43)28kg
호퍼크기: (EK43) 1.5kg
(EKK43) 1.5kg X 2개

3. 부분별 명칭
1번: 호퍼
2번: 호퍼 어댑터 + 원두막음판
3번: 그라인딩 입자조절기
4번: 포장봉투 홀더
5번: 포장봉투 홀더 손잡이
6번: 리셋 버튼
7번: ON스위치(초록색 버튼)
8번: OFF스위치(빨강색 버튼)
9번: 받침대
10번: 원두 찌꺼기 트레이

4. 그라인더를 위한 안전 장치
안전스위치: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로써, 그라인더가 멈출 경우 뒷면에 위치한 안전스위치를 눌러 재 시작 해주면 됨.
모터 프로텍터: 만약 모터가 심각하게 과열될 경우, 그라인더는 중지되고 다시 작동하지 않음. 이런 경우 약 1시간동안 그라인더가 쿨링 될 수 있는 시간을 준 후에
안전스위치를 눌러주면 모터가 다시 작동하게 됨.

5. 셋팅 및 기본적인 조작법
말코니 그라인더는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테스트를 마친 후 공급됩니다. 따라서 그라인더에 약간의 원두찌꺼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이 제품을 받아볼때
에는 작동이 가능한 조건으로 셋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퍼를 조립한 후 플러그를 연결하여 아래의 셋팅법을 따라 작동시키면 됩니다.

5.1 사용위치: 평평하고 진동이 없는 곳에 놓고 사용하십시오.
절대로 습기가 있거나, 주위가 젖어있는 환경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5.2 작동에 알맞은 장소에 그라인더를 놓아준 후에, 전원을 연결하여 아래의 작동법을 따라줍니다.
5.2 technical data에 나와있는 전력사항과 일치하도록 별도의 pre-fuse(제품에 포함되지 않음)
를 사용하여 장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Pre-fuse 부품이 그라인더의 다른 장치(예: 팬히터)에 과부하를 초래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기기의 표기된 주요 전압과 진동수가 일치 하는지 확인 후에 플러그를 꽃아 설치하여 줍니다.

6. 작동법
6.1 그라인더 사용법
아래에 설명된 방법을 준수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1. 입자조절기를 돌려서 원하는 입자를 맞춰줍니다(왼쪽방향: 굵은분쇄/오른쪽방향: 가는분쇄)
2. 홀빈(분쇄되지 않은 형태의 원두)를 호퍼통 안에 넣고 뚜껑을 덮어줍니다.
3. 분쇄원두봉투 손잡이를 당겨서 원두를 담을 봉투를 끼워줍니다.
4. 그라인더의 전원을 켜서 작동시켜 줍니다.

그라인딩 되는 동안 원두 봉투를 지속적으로 두드려 줍니다.
**EKK43 모델의 경우 동시 그라인딩이 불가능 하며, 한쪽의 호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원두가 모두 분쇄되고 나면, 원두봉투 하단부분을 한손으로 잡아줍니다.
다른 한 손을 이용하여 봉투 홀더 손잡이를 눌러 2-3회 털어준 뒤에 봉투를 제거합니다.
6. 이제 그라인더의 스위치를 꺼줍니다.
7. 원두봉투를 제거하면 그라인딩 과정은 종료됩니다. 호퍼 슬라이더를 닫아줍니다.

7. 문제해결
결함상태

원인

그라인더 작동 소리는 나지만

해결책

토출구가 막힘

그라인딩 입자를 굵은 상태로 셋팅하여 그라인딩 해줍니다. 그라인더

그라인딩이 되지 않음

는 스스로 그라인딩을 시작할 것이며, 해당 과정 후에 원하는 굵기로
세팅하여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그라인딩 입자가 너무 얇은 경우

그라인딩 조절판을 아주 가는 상태에서 가장 굵은 상태까지 움직여서
그라인딩 해줍니다. 그라인더는 스스로 그라인딩을 시작할 것이며, 해
당 과정 후에 원하는 굵기로 세팅 하여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그라인더가 작동하지 않음

그라인더에서 이물질이 나옴

이물질 제거를 위해 매뉴얼에 나온대로 청소를 진행합니다.

전원 플러그가 제대로 삽입되지 않음

플러그를 다시 확인하여 꼽아줍니다.

안전스위치가 튀어나와 있음

안전스위치가 튀어나와 있는지 확인한 후에, 튀어나와 있다면 올바른
위치로 다시 눌러줍니다. 만약 안전스위치가 다시 튀어나온다면 서비
스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모터 프로텍터가 튀어나와있음

그라인딩을 중지하고 약 1시간동안의 쿨링 시간을 줍니다.

Pre-fuse가 튀어나와 있음.

Pre-fuse부분을 확인해 보십시오. Pre-fuse의 위치를 다시 원상복귀 시
키거나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른 장치들과 퓨즈가 연결되어 있지
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그라인더가 분쇄 없이 회전함

Carrier 파손

그라인더의 케이스 커버를 제거하고, 부러진 조각을 꺼낸 뒤 새로운 제품
으로 교체하고 커버를 덮어줍니다.

회전방향이 부정확함.
전원을 끈 후에 긁는듯한 소

원심력

음이 발생

capacitor에 재 접촉됨.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정상적

회전되는 부품들 사이에서 내부 진동으로 인해

전원을 끈 후에 그라인더를 올려놓습니다.

으로 작동된 후에 윙윙거리는

생기는 소음.

회전축 사이에 Shear Plate를 교체하고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큰 소음이 발생함.

스위치가

천천히

회전하면서

숙련된 기술자를 통하여 전극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starting

특별한 액션이 필요하지 않음. 정상적인 작동임.

8. 그라인더 입자조절 캘리브레이션
그라인더는 공장에서 생산 시 정확하게 조절되어 판매됩니다.
그러나 만약 장시간 사용후에 입자가 원하는 만큼 곱게 분쇄되지 않는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서 재조절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1.

입자조절기의 눈금을 가장 얇은 “1”의 위치에 놓습니다. 조절기 양쪽에 조여진 2개의
나사를 3mm 스패너를 이용하여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제품에 동봉)
나사선에 핀을 놓아둡니다.

2.

그라인더 스위치를 킵니다.

3.

드라이버 또는 동전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입자조절기 가운데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칼날이 맞물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조절 나사를 약 10도 정
도만 왼쪽으로 돌려주면 칼날이 맞부딪치는 소리가 사라집니다.

4.

만약 당신이 원두를 지금 분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주 얇은 입자의 분쇄원두를 그라인딩하게 될 것임. 너무 얇게 분쇄되는 경우 칼날에 달라붙어 막힘문제
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얇은 입도로 분쇄를 하는 동안에도 칼날이 맞물리는 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칼날의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9. 클리닝
유지보수 또는 청소작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라인딩시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9.1 GRINDZ제품을 사용한 청소법
말코니에서는 당신의 그라인더를 한 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줄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십시오.
내부가 비어있는 호퍼통에 70-80g의 알약을 넣어줍니다. 그라인더 청소알약의 뚜껑을 사용하는 경우, 뚜껑을 가득 채우면 약 35-40g이 됩니다.
그라인더 셋팅값을 중간부에 놓고 평소에 사용하는 것처럼 그라인딩 하여 줍니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내부의 찌꺼기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약 2번정도 커
피콩을 갈아 줄 것을 추천합니다.

9.2 그라인더 외부 청소
매일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그라인더 외부를 청소하여 줍니다. 호퍼는 필요한 경우 그때 그때 청소하여 주어야 합니다.

9.3 그라인더 내부 장치 청소

1. 입자조절기를 “가장 굵은”상태로 놓아줍니다.
2. 케이스 커버(12번)위에 있는 나사2개(13번)를 풀어준 뒤 커버를 제거하여 줍니다.
3. 프리브레이커에 장착된 Carrier(10번) 부품을 밖으로 꺼냅니다.
4.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프리브레이커(9번)를 모터로부터 빼냅니다.
5. 청소용 붓을 이용하여 내부 부픔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줍니다.
6. 모터에 프리브레이커(9번)을 다시 조립하기 전에, 비부식성, 비합성수지, 식용그리스를 모터 부분에 발라줍니다.
7. 모터부분에 프리브레이커를 삽입한 뒤, 두 개의 슬롯을 잘 정렬하여 주면 carrier(10번)을 손쉽게 끼울 수 있습니다.
8. 그라인더의 외부표면과 커버(12번)의 이물질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9. 입자조절기 커버(12번)를 유격 없이 장착하여 준 후에 2개의 나사(13번)를 조여줍니다.
10. 원하는 입도로 맞춰준 후 그라인딩 준비를 마칩니다.

10. 유지보수와 수리
그라인더를 옮기거나 청소하기 전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주어야만 합니다.
전원 케이블, 플러그, 손가락 보호장치 등에 손상이나 이물질이 끼어있는지 수시로 확인해 줍니다.
전문적인 권한을 획득한 기술자를 통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지에 있는 기술전문팀에 연락하여 수리하십시오.

10.1 칼날 교체
만약 그라인딩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분쇄커피의 발열이 심하고 입자가 불규칙 한 경우, 칼날을 교체하여 주어야 합니다.
1.

매뉴얼 9번항목에서 설명한 대로 그라인더 앞부분을 분해한 뒤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프리-브레이커를 제거하여 줍니다.

2.

새로운 칼날의 표면을 깨끗하게 닦은 후에 기존 칼날을 제거하고 평평하고 타이트하게 칼날을 넣고 조여줍니다.

3.

매뉴얼 9번 항목에서 설명한 대로 그라인더를 다시 조립하여, 8번항목에서 설명한 대로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11. 부품
국내에 있는 말코니 수입업체 또는 딜러를 통하여 부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품 오더를 위해서는 그라인더의 옵션사항,색상 및 시리얼 번호가 필요합니다.

12. EC인증서

13. 워런티
1. 워런티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 입니다.
2. 제품상의 외관 결함이 있거나 마감이 좋지 않은 경우 워런티를 제공합니다. 결함 부분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여 드리며,
운송비는 별도 입니다. 수리 후 제품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며 제품 발송 시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소를 위한 목적으로만 그라인더 일부가 분해 될 수 있습니다.
4. 잘못된 사용법, 유지보수 관리 미비, 원두분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적절한 전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파손, 천재지면으로 그라인더가 손상을 입는
경우 워런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워런티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말코닉 정품 부품과 악세서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의 임의적인 수리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